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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위한 대소변 감지기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서 소개한다. 

대소변 감지기 시스템은  대소변 감지 센서를 포함한 센서노드와 그 센서노드들이 제공하는 감지 정
보를 수집하거나 광역망으로 중계하는 데이터로거/중계부와 그 데이터로거/중계부가 수집한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획득하여 각 센서노드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다른 분석 정보를 생성하는 관리
서버와 관리서버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청 및 획득하는 사용자 단말기로 구성되어 있다. 대소변 감
지 센서노드는 NH3, 습도 및 온도 센서와 TI사의 CC2530 칩으로 구성되어 암모니아, 습도 및 온도
를 측정하고 CC2530에서 측정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신한다. 대소변 감지 알고리즘을 새롭게 제안하

고 그 알고리즘으로 대소변을 감지한 실험에서 100% 대소변 감지 결과를 얻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wet diaper sensor system for u-healthcare is implemented and designed. The 

u-healthcare system of wet diaper sensor consists of sensor node, data-logger/gateway, and 

server or user terminals. The sensor node includes NH3, humidity, and temperature sensors and 

TI CC2530 chip, and the data-logger/gateway can connect to a communication network and send 

the aggregated data from the sensor nodes to a server, and the server can manage the situation 

of the sensor node and make another analyzed information. Also user terminals can request and 

obtain the information necessary from the server. The algorithm for detecting wet diaper is 

proposed, and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the sensitivity for detecting wet diaper i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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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 유비쿼터스 헬스케
어에 대한 요구를 증가하여 첨단 정보기술을 활
용한 고령친화 제품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1].

대소변을 인지하지 못하는 영유아, 노인 및 환

자 등에게 그들의 배설물을 바로 처리하지 않으
면 습진, 육창 및 감염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다. 그러므로, 그들의 대소변을 신속하고 정확히 
감지하고 그 상황을 제3자에게 알려서 분비물을 
처리해야 한다.    

종래의 대소변 감지기술은 다음과 같다. 기저
귀에 특정색체를 인쇄하여 대소변의 흡수에 따라
서 변색되는 것으로 대소변의 유무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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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가 시판되고 있으나, 이 방식은 보호자가 
직접 확인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기저귀에 수
분센서를 장착하여 대소변 발생시에 경고음을 울
려주는 기저귀가 있으나, 경고음에 의한 소음 문
제와 환자 등의 수치심의 야기문제 및 보호가 항
상 경고음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대기해야하
는 문제점이 존재한다[2]. 보호자가 환자 주위에 
항상 대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다양한 무
선원격방식의 대소변 검출장치 기술이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대변과 소변을 분리하여 검출하기 
위해 두 개의 센서를 다른 위치에 장착해야하므
로 착용자가 심하게 움직이면 위치가 달라져서 
오동작하는 문제점이 있다[3]. 다른 하나는 기저
귀 자체에 수분센서가 고정 및 장착되어서 기저
귀의 가격이 일반 기저귀에 비해서 고가라는 단
점이 있다[4]. 그러므로, 일반기저귀를 이용하고 
정확히 대소변을 감지 및 구별하는 시스템 개발
이 필요하다.              

본 초록은 일반기저귀를 사용하고 그 기저귀에 
부착하여 재사용 가능하면서 무선 유비쿼터스 센
서 네트워크가 가능한 대소변 감지 시스템을 제
안한다.

Ⅱ. 대소변 감지 시스템 구성

그림 1은 대소변 감지 센서 노드를 포함한 유
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 
시스템은 대소변 감지 센서를 포함한 센서노드와 
그 센서노드들이 제공하는 감지 정보를 수집하거
나 광역망으로 중계하는 데이터로거/중계부와 그 
데이터로거/중계부가 수집한 정보를 통신망을 통
해 획득하여 각 센서노드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
고 그에 다른 분석 정보를 생성하는 관리서버와 
관리서버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청 및 획득하는 
사용자 단말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대소변 감지 센서노드를 포함한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의 구성도  

그림 2는 대소변 감지 센서노드의 구성도와 기
저귀에 부착된 하드웨어 사진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센서 노드의 크기는 배터리를 포함하여 

7cm×5cm×3cm이고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벨크로 
테잎이 붙여있고 센서부 외부는 노출되어 기저귀
면에 접하도록 설계되었다. 센서노드는 NH3 

(MICS-5914), 습도 및 온도 센서(SHT11)와 TI사의 
CC2530 칩 [5]으로 구성되어 암모니아, 습도 및 
온도를 측정하여 CC2530에서 수집하여 무선으로 
송신한다.     

(a)                  (b)

그림 2. 대소변 감지 센서노드의 (a) 구성도와 (b) 

하드웨어 사진  

Ⅲ. 대소변 감지 시스템 결과

대소변 감지 센서 노드에서 측정된 암모니아, 

습도, 온도 및 센서 노드 ID 값을 데이터로거/중
계부의 LabView [6]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그림 3
에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센싱한 데이터를 MS 

access로 DB화한 결과를 그림 4에서 나타내고 있
다. 대소변을 감지하기위해서 임의의 센서노드에
서 암모니아 가스와 습도 및 온도를 측정해서 측
정 데이터를 데이터로거/중계부에 보내어 분석한 
결과 예는 표 1과 같다. 

그림 3. 데이터로거/중계부에서 LabView로 센서 

데이터(암모니아, 습도 및 온도 데이터와 

센서노드 ID)를 모니터링한 결과 그래프 

여기서 PNH, PH 및 PT는 암모니아, 습도 및 온
도 검출 파라미터들이다. 온도값은 대소변의 검출
에 대해 차이가 전혀 없어서  대소변 감지 파라
미터에서 제외되었다. 소변을 기저귀에 주입했을 
경우에 습도 값의 변화가 아주 컸고 암모니아의 
변화는 조금 상승했다. 대변을 기저귀에 주입할 
경우에 암모니아 값의 변화가 매우 컸고 습도의 
변화는 약간 상승했다. 대개 대변과 관련된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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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소변을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대변을 감
지할 때에 암모니아와 습도센서의 변화가 크게 

그림 4. 데이터로거/중계부에서 LabView로 센서 

데이터(암모니아, 습도 및 온도 데이터와 

센서노드 ID)를 MS access로 DB화한 결과 

구분 PNH PH PT

소

변

유 3584 28 24

무 4070 90 24

대

변

유 3482 30 22

무 9663 46 23

표 1. 온도, 습도 및 암모니아 센싱 결과 예  

그림 5. 대소변 감지 및 구별 알고리즘 

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소변 측정 데이터를 분
석하여 대소변 감지 및 구별하는 알고리즘은 그
림 5와 같다. 여기서 Ch와 Cnh는 대변과 소변을 
감지하는 습도와 암모니아의 임계값을 각각 나타
내고 본 연구에서는 Ch =70과 Cnh = 7000이 사
용된다. 그림 5에서 보여진 대소변 감지 알고리즘
으로 100번의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는 100% 대
변과 소변을 감지하였다.  

Ⅴ. 결  론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위한 대소변 감지기 시
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한 연구를 소개했다.  

대소변 감지기 시스템은  대소변 감지 센서를 포
함한 센서노드와 그 센서노드들이 제공하는 감지 

정보를 수집하거나 광역망으로 중계하는 데이터
로거/중계부와 그 데이터로거/중계부가 수집한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획득하여 각 센서노드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다른 분석 정보를 생
성하는 관리서버와 관리서버로부터 필요한 정보
를 요청 및 획득하는 사용자 단말기로 구성되어 
있다. 대소변 감지 센서노드는 NH3, 습도 및 온
도 센서와 TI사의 CC2530 칩으로 구성되어 암모
니아, 습도 및 온도를 측정하고 CC2530에서 측정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신한다. 제안된 대소변 감지 
알고리즘으로 대소변을 감지한 실험에서 100% 대
소변 감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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